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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남구가 어르신생활체육축제에서 종합우

승 지난해에이어 2연패를차지했다

광주시생활체육회(회장 김창준)는 광주지역 5

개구어르신들의체육대회인 제10회광주시장기

어르신생활체육축제를 4일 광주 염주종합체육

관에서개최했다

이번 축제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이 참

가해체육마당화합마당문화마당을진행했다

활기찬노후생활을위한생활체육과화합 장기

자랑등에서팀워크가돋보인남구가작년에이어

올해도종합우승을차지 2연패를 달성했다 준우

승은광산구에돌아갔다 건강상은북구 화합상은

서구 질서상은 동구가 받았다 또 독창적인 입장

과열띤응원을펼친서구는응원상을수상했다

김창준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광주U대회서

포터즈 결의대회를 하는 등 어르신 동호인들의

열정과 활기가 넘친 축제였다며 100세 시대를

맞아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

록다양한프로그램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

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cokr

다음달 3일 개막하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

아드를 앞두고 한국 남녀 국가대표 실력을 미리

볼수있는빅이벤트가광주에서열린다

동강대학교(총장 김동옥)는 오는 89일 학교

체육관에서국내남녀대학농구별들이총출동하

는 2015대학농구리그올스타전이 열린다고 4일

밝혔다

이번 올스타전에는 광주U대회에서 태극마크

를 달고 뛸 국가대표이자 프로리그 예비 스타들

의화려한플레이를직접볼수있다

남녀 각각 Futures팀과 Young Star팀으로

나눠 8일적응훈련을실시하고 9일오후 1시여대

부오후 3시남대부경기가펼쳐진다

이번 대회는 광주U대회 공식 테스트이벤트는

아니지만세계대학생들의스포츠제전을한달여

앞두고시설및경기운영등막바지준비상황을

꼼꼼히살필예정이다

앞서 지난달 411일에는 테스트이벤트로 연

맹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가열렸다

한편 광주U대회 기간인 7월4일부터 13일까지

10일간 동강대 체육관에서는 남녀 농구경기가 펼

쳐진다 특히 7월47일각A조에속한한국남녀

팀의예선경기가진행된다 남자부는7월4일오후

5시30분모잠비크전 7월5일오후 6시앙골라전 7

월6일 오후 8시 중국전 여자부의 경우 7월7일 헝

가리전이열린다이후7월13일까지8강 4강순위

결정전등이벌어질예정이다

박정욱기자 jwpark@

동강대 8일 대학농구올스타전개최

U대회국가대표총출동

100세 시대건강지키기운동이최고

어르신생활체육대회성료

4일(한국시간) 미국프로야구피츠버그의강정호가샌프란시스코와의경기에서 9회초에대타출전해 2

타점2루타를터뜨리고있다팀은 52 승 연합뉴스

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

리츠 내야수 강정호(28)가 대타로

출전해 2타점 2루타를쳐냈다

강정호는 4일(이하 한국시간) 미국

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&T

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

원정경기에 31로 앞선 9회초 1사 23루투수

자레드휴즈의타석에대타로등장했다 상대투

수는 한때 샌프란시스코 마무리로 활약한 세르지

오로모였다

볼 3개를 차분하게 고른 강정호는 시속 140짜

리 직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봤다 볼 카운트 3볼1

스트라이크에서처음스윙을한강정호는슬라이더

를 잡아당겨 3루 쪽 파울 라인을 살짝 벗어나는 날

카로운 타구를 날렸다 피츠버그 응원단에서는 아

쉬움섞인 탄성이 나왔다 그러나 강정호는 동요하

지 않았다 풀 카운트(3볼2스트라이크)에서 시속

127짜리 슬라이더를 받아쳤고 타구는 좌중간을

가르는 2타점 2루타가됐다

피츠버그는 강정호의 적시타로 51까지 달아났

고 9회말 만루 위기를 1실점으로 넘겨 52로 승리

했다 피츠버그는샌프란시스코와원정 3연전을모

두 승리했다 강정호는 9회말 투수 롭 스케힐과 교

체돼수비는하지않았다

강정호는 전날 샌프란시스코전에 이어 2경기 연

속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MLB닷컴은 피츠

버그가 강정호의 경기 출전수를 조절하고 있다며

미국 진출 첫해 체력적인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

고분석했다

강정호가 2일경기에서가벼운발목부상을당한

것도 2경기 연속 선발 라인업 제외 이유가 됐다 3

일에는 대타 대수비로도 나서지 않은 강정호는 4

일경기막판등장해타격재능을과시했다 시즌 8

번째 2루타로 19번째 타점을 올린 강정호는 시즌

타율도 0281에서 0287(115타수 33안타)로끌어올

렸다 연합뉴스

대타 강정호침묵깬 2타점 2루타

9회초 1사 23루 상황서적시타

샌프란시스코전 52 승 이끌어


